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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n Improving Balance Ability
According to Elastic Taping Methods in Stroke

Patients with Hemiplegia

Oh Kyeong Ae
Advisor : Prof. Kang Myung-Geu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muscle taping and joint
taping applied to the patients with hemiplegia after stroke in improving balance
ability. Study subjects were 36 patients admitted in a general hospital, who
randomly allocated 3 groups of control(appli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RPT) alone, n=12), muscle taping group(applied RPT with muscle taping, n=12)
and joint taping group(applied RPT with joint taping, n=12). The indices of
balance ability were weight bearing, equilibrium score and stability index
measured by SMART Balance Master before, just after and 24 hours after
application of taping. The major findings analysed by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as follows;
1. Weight bearing scor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just after application of
taping and the effect was maintained after 24 hours in both taping grou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in control group just after and 24 hour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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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2. Equilibrium score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just after and 24 hours after
application of taping.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in control group just
after and 24 hours after application.
3. Stability index was increased significantly just after application of taping.
After 24 hours, while joint taping group showed further increase in stability index
but muscle taping group did no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in control
group just after and 24 hours after application.
In conclusion, to sum up above results, both elastic taping modalities increased
effectively the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hemiplegia after stroke.
Furthermore, we suggest joint taping, which was similar to or more effective than
muscle taping in improving balance ability, be utilized more widely for hemiplegia
patients.

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balance ability, kinesio taping, joint taping, hemiplegia,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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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우리나라의 뇌혈관장애로 인한 사망률은 년 만명 당 명에서 년2001 10 73.1 2009 52.0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병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

요되는 진료비는 년 사이에 배 가량 증가하였다 통계청 이는 점차 더 많은10 5 ( , 2010).
환자들이 편마비 등 뇌졸중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뇌졸중은 발병.
후 생존하더라도 중추신경계 기능장애로 환자의 에서 영구적 장애가 남기 때문73.0%
에 생존자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Roth & Harvey, 2000).
편마비 환자는 상호신경지배 감각 운동되먹임 근육의, - (sensory-motor feedback),
생체 역학적 특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보이고 권경호 등 서 있는( , 2007),
동안 체중의 많은 부분이 건측 하지로 부하되는 비대칭적인 자세로 인해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운동패턴 확(Sharp & Brouwer, 1997).
립을 방해하고 박제상 등 기능적인 운동능력에 제한을 주게 되어 결국 환자의( , 2001),
일상생활활동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균형능력의 향상은 편마비 환(Caty et al., 2008).
자와 같은 신경학적 손상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황병용( , 2002; Shum-
way-Cook & Woollacott, 2000).
균형이란 환경에 대해 인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주현 균형( , 2010),
은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적균형은 신체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저면내에 신체중심이 위치하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고 동적균형은 신체가,
움직이는 동안 기저면내에 중력중심을 두어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혹은 원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균형을 말한다(Berger et al., 2008; Ragnarsdottir,
균형의 유지는 고유수용성1996). 감각 시각 전정기관 감각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연, ,

관성이 있다 이주현( , 2010).
편마비 환자의 균형향상과 관련된 치료법으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을 이용한

방법 수중 운동치료 조윤미 시지각을 통한 체중이동(Tyson & Selly, 2007), ( , 2007),
훈련 김경환 테이핑 송명환 등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 중 테이핑요법( , 2008), ( , 2008) .
은 비침습적이고 매우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강 최근 뇌혈관( , 1998),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고경필 치료적으로 쓰이는 테이핑( , 2006).
요법은 일본의 가 창안한 키네시오 테이핑요법 탄력테이핑 과Kase Kenzo( ) ( )加瀨建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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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파이랄 테이핑요법 그리고 정형외과의사인Tannaka Nobutaga( ) ,田中信孝

가 키네시오와 스파이랄 테이핑의 의료적 단점을 보완하여 적Arikawa Isao( )有川功

용한 정형의학적 테이핑요법으로 나눈다 이정훈( , 2010).
테이핑은 신체의 근육과 각 관절부위에 테이프를 감거나 붙여 근관절 운동을 도․
와주는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해덕과 이수영 시술이 간편하고 효과가( 1998),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활용도가 증가하

고 있는 방법이다 류한진 등( , 2003).
탄력테이핑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진 근육테이핑은 움직이는 주

동근의 작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근육에 적용하여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함으로

써 수의적이고 강한 움직임과 혼합될 때 주동근 협력근 그리고 길항근 사이의 균형, ,
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해준다 주성범과 이원재 나선( , 2006).
형의 방향성을 이용한 관절테이핑은 관절의 과운동을 의도적으로 제(Arikawa, 1998)
한하여 골격구조의 정렬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원모 이동욱( , 2009), (2003)
은 편마비 환자의 외회전 되어 있는 환측 하지에 적용한 내회전 운동이 하지의 정렬

을 바로잡아 주어 기립 균형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테이핑은 뇌혈관 질환에 이환된 노인들의 저하된 근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물리치료 현장에서 편마비 환자에게 테이핑을 적용하여 근육,
을 중재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탄력테이프를 대퇴사두근에 적용하여 근.
력이 증가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으며 이민선 장범철 이들 집단에 대( , 2007; , 2009),
한 탄력테이프의 적용은 근력이 증가함에 따라 균형능력의 향상에도 유의하게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구( , 2008).
편마비 환자들의 경우 경골에서의 외염전 변형이 동반되며 이는 균형능력 손실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정진엽 등 의( , 2004; Carter et al., 2002), Arikawa
방법이 외염전된 슬관절을 내회선시켜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법이 균형Arikawa
능력의 향상에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력테이프를 관절에 적용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환자에서의 균형능

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이. 테이프 적용방법이 가진 장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를 가지고 있는 남자 환자 명을 대상으로 탄36
력테이프를 적용한 후 균형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
는 근육테이핑 가 개발한 관절테이핑을 적용한 후 테이핑요법을 적용하지, Ar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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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군과 체중지지도 평형점수 안정지수 등 균형능력지표의 변화를 통해 각, ,
테이핑요법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차후 임상에서 적용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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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 설계A.

이 연구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테이핑 방법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한 확률할당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실8 9 2010 8 14 .․
험 전 세 그룹에 각각 동일한 재활물리치료를 분 실시하였으며 적용 전 적용 후30 , , ,
시간 후의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24 (Figure 1).

Figure 1. Flow of Experimental Procedure

RPT: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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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B.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물리치료를 받고 있는G A
편마비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편마비 환,
자 중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은 물리치료실에 들36 .
어온 순서대로 대조군 근육테이핑군 관절테이핑군 순으로 무작위 할당하였다, , .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뇌손상 및 뇌혈관 질환으로 편마비가 된 환자로서 자연회복가능성을 최소화하기1.
위해 발병 후 개월이 경과된 자6 (Bach-y-Rita, 1987).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검사2.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점 이상인 환자MMSE-K) 21 .
에서 하지 경직의 정도가 등급 이하인 환자3. Modified Ashworth Scale(MAS) 2 .

연구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 장애 및 시야 결손이 없는 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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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C.

재활물리치료1.

대조군과 테이핑적용군 모두 분씩 동일한 재활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30 . 재활물리
치료는 편마비 환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신경계NDT(Neurodevelopmental Theory)
물리치료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세 군 모두 연구자 이외의 담당 물리치료사가 각각 시

행하였다.

테이핑 적용 방법2.

근육테이핑a.
근육테이핑은 전상장골극과 관골구의 상부에서 시작하여 슬개골 기저부와 슬개인

대에 정지하는 대퇴직근에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환측 하지를 치료대 모서리 밖으로 떨어뜨려 대퇴직근이 신장되는 자세

를 취하게 한 후 탄력테이프를 전상장골극 에서(ASIS: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경골의 결절까지 자 모양으로 끝을 잘라서 슬관절을 감싸듯이 부착하였다 박정태Y ( ,

테이프는 넓이 길이 탄력테이프2008)(Figure 2). 5cm × 5m (KINESIO TAPING Co.
를 이용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였다Ltd, JAPAN) .

관절테이핑b.
관절테이핑은 적용 대상자가 직립하여 선 상태에서 환측에 하지 외회선 방지 테이

핑을 적용하여 경골 외측 지점에서 시작해서 슬관절 내측을 경유하여 외측광근 정1/3
지부까지 부착하였다 테이프는 넓이 길이 탄력(Arikawa, 1998)(Figure 3). 5cm × 5m
테이프 를 이용하였고 역시 연구자가 직접 환(KINESIO TAPING Co. Ltd, JAPAN)
자에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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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lastic Muscle Taping Figure 3. Elastic Joint T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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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및 균형능력 측정방법D.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성 변수1.

일반적 특성변수는 연령과 신장 체중을 측정하였다 기초값 산출을 위한 결과지표, .
를 측정할 때 연구자가 환자에게 직접 구두로 만 연령 신장 체중을 물어 입력하였, ,
다.
그밖에 뇌졸중의 유형 뇌출혈 뇌경색 침범부위 좌 우 발병 후 기간 개월 등은( , ), ( , ), ( )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다.

균형능력지표2.

균형 검사는 자세측정기인 SMART Balance MasterⓇ System (NeuroComⓇ

를 사용하여 실험군에 테이프를 적용하기 전 대조군 근육테International Inc. USA) ,
이핑군 관절테이핑군의 순서로 세 군의 균형능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ure 4).
이 측정기기의 주요 장치는 두 개의 발판 모니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Platform), ,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측정값은 측정기기에 연결된 컴퓨터로 전송시켜 저장하였다, .
환자의 성별 나이 신장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양 발은 선이 그어진 발판의 중앙부위, ,
에 맨발로 오게 한 후 반드시 서서 양손을 차려 자세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모니터의 자신의 압력중심점을 보게 하였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체중이동이 적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 시 환자는 아무

것도 잡지 않게 하였으며 본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환측에 기,
립하도록 하였다 환자에게 편안한지 여부를 묻고 검사시간을 알려주고 검사의 안정.
성과 행동요령을 숙지시킨 후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회 측정시 초 소‘ ’ , 1 20
요되며 약 초간 휴식을 취한 후 측정은 총 번 실시하였으며 저장된 회 측정 값의5 3 , 3
평균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균형능력은 테이프 부착상태에서 체중지지도 평형점수 안정지수를 측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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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MART Balance Master System

체중지지도a. (weight bearing)

환측과 건측의 체중지지율을 의미하며 체중지지는 좌 우측의 하지의 체중지지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측의 체중지지가 정상인의 체중지지인 최대값 에 가까울50
수록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평형점수b. (equilibrium score)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각은 최대각 앞으로 뒤로12.5°( 6.25°,
이다 즉 그 각이 이상이 되면 넘어지며 그 각이 이면 가장 안정된 상태6.25°) . , 12.5° , 0°

를 의미한다 평형점수 이하 는 전후동요를 측정하고 전후동. (Equilibrium Score, EQ)
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상범위인 와 비교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점수로서 이 점12.5° ,
수가 점이면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점이면 균형을 완전히 잃은 상100 , 0
태를 의미한다.
각 평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평형점수(Equilibrium Score) = 100 × {12.5-[ max - min]}/12.5θ θ

최대 동요각 최소 동요각max , minθ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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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지수c. (stability index)

안정지수는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 후 및 좌 우 균· ·
형유지능력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 이 값은 최소 점에서 최. 0
대 점 사이의 값을 취하며 에 가까울수록 균형 유지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100 100
미한다.

  




    
       

       
      

 



각 발판의 압력 변환기에 걸리는 압력 체중 검사시간(a, b, c, d: A, B, C, D , W= , t= ,
감지된 횟수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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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방법E.

테이핑 적용 방법에 따른 균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for Window
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 신장 체중 유병기간(Kor.) Ver. 17.0 . , , , ,

의 초기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후 집단간 동질성을 판단하였다.
또 각 측정항목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상호작용 효과 집단간 효과의 유의성을 판정, ,
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이용하였다 시간에 흐(repeated measures ANOVA) .
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시간 후의 값을 비교하- , -24
였으며 의 부호순위검정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각, Wilcoxon (Signed Rank Test) .
시점 별 집단간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로 하였다Tu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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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연구 대상자의 특성 분포A.

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신장 체중 유병기간은 과 같았다, , , Table 1 .
연령은 대조군 세 근육테이핑군 세 관절테이핑군 세67.33±8.44 , 67.75±9.73 , 68.25±9.24
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장은 대조군 근육테이핑군. 169.58±2.91cm,

관절테이핑군 체중은 대조군 근육테이170.75±2.90cm, 169.75 ±3.52cm, 66.92±4.60kg,
핑군 관절테이핑군 이었다 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유67.58±3.55kg, 67.75±4.99kg . , , ,
병기간을 비교한 결과 무작위로 배치한 세 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

일한 군으로 간주되었다 집단별 뇌경색의 유형 및 침범부위의 구성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group
variable

classification
(unit) Control Muscle

taping Joint taping p-value
Age1 (years) 67.33±8.44 67.75±9.73 68.25±9.24 0.970
Height1 (cm) 169.58±2.91 170.75±2.90 169.75±3.52 0.617
Weight1 (kg) 66.92±4.60 67.58±3.55 67.75±4.99 0.888

Duration after attack1 (months) 13.92±5.04 15.08±5.00 14.17±3.66 0.809

Subtype of stroke2 ischemic 10(83.3) 11(91.7) 11(91.7) 0.755
hemorrhagic 2(16.7) 1( 8.3) 1( 8.3)

Affected side2 right 4(33.3) 4(33.3) 4(33.3) 1.000
left 8(66.7) 8(66.7) 8(6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1: Mean± S.D.; 2: N(%)



- 13 -

체중지지도의 변화B.

체중지지도에 대한 반복 측정 자료의 분산분석 결과 대조군 근육테이핑군 및 관, ,
절테이핑군 세 그룹 모두에서 시간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중. ,
지지도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시간과 집단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Figure 5).
고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탄력테이프 적용 전 적용 후, . - ,
적용 후 시간 후 모두 대조군과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간에는 유의한 차-24
이가 있었으나 두 테이핑적용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별로 각 시점에, .
따른 변화를 본 결과 체중지지도는 대조군은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시간 후 모- , -24
두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두 군 모두 적용 전 적용. -
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적용 후 시간 후에서는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 -24
이핑군 두 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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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pre post After 24hrs p-value
Controla 35.25±6.27 35.08±4.68 35.08±6.40 <0.0011)

<0.0012)
<0.0013)

p-value .9644) 1.0005)
Muscle tapingb 35.83±5.29 44.50±4.42 44.58±5.00

p-value .0056) .5047)
Joint tapingc 35.42±5.56 44.08±4.80 44.25±4.88

p-value .0048) .7659)
p-value
(Tukey)

.96710) .00011)(a<b,c) .00012)(a<b,c)

Table 2. The Change of Weight Bearing

1),2),3): p-values as a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1) time effect, 2) inter-group
difference 3) interaction effect; 4),6),8):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re and post; 5),7),9):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ost and after 24hrs; 10):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re); 11):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ost); 12):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after 24hrs)

Figure 5. The Change of Weight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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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점수의 변화C.

평형점수에 대한 반복 측정 자료의 분산분석 결과 대조군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
이핑군 세 그룹 모두에서 시간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형점수. ,
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시간과 집단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집단(Figure 6). .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탄력테이프 적용 전 적용 후에는 대조. -
군과 근육테이핑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과 관절테이핑군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테이핑적용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적용 후 시간 후에. . -24
대조군과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두 테이핑,
적용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별 각 시점에 따른 변화를 본 결과 평형점수는.
대조군은 적용 전 적용 후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적용 후 시간 후에는 유의한 증- , -24
가가 없었다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두 군 모두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 ,
시간 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24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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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pre post After 24hrs p-value
Controla 81.20±6.41 80.90±6.42 82.55±5.60 <0.0011)

<0.0012)
<0.0013)

p-value .0024) .0715)
Muscle tapingb 81.30±5.27 89.60±4.75 91.79±5.19

p-value .0026) .0347)
Joint tapingc 81.42±5.53 86.42±5.53 91.35±5.29

p-value .0038) .0029)
p-value
(Tukey) .99610) .00211)(a<b,c) .00012)(a<b,c)

Table 3.. The Change of Equilibrium Score

1),2),3): p-values as a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1) time effect, 2) inter-group
difference 3) interaction effect; 4),6),8):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re and post; 5),7),9):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ost and after 24hrs; 10):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re); 11):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ost); 12):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after 24hrs)

Figure 6. The Change of Equilibrium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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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지수의 변화D.

안정지수에 대한 반복 측정 자료의 분산분석 결과 대조군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
이핑군 세 그룹 모두에서 시간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지수. ,
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시간과 집단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집단(Figure 7). .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탄력테이프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 ,
시간 후 모두 대조군과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24

었고 두 테이핑적용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별 각 시점에 따른 변화를, .
본 결과 안정지수는 대조군은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시간 후에 유의한 증가가- , -24
없었다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두 군 모두 적용 전 적용 후에 유의한 증가를. -
보였고 적용 후 시간 후에 관절테이핑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근육테이핑, -24 ,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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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Pre Post After 24hrs p-value
Controla 84.20±6.42 84.10±6.24 84.13±4.65 <0.0011)

<0.0012)
<0.0013)

p-value .5834) .6955)
Muscle tapingb 84.78±5.23 93.06±4.03 94.51±4.51

p-value .0026) .0547)
Joint tapingc 84.42±5.53 92.13±4.66 94.48±4.43

p-value .0028) .0039)
p-value
(Tukey) .96910) .00011)(a<b,c) .00012)(a<b,c)

Table 4. The Change of Stability Index

1),2),3): p-values as a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1) time effect, 2) inter-group
difference 3) interaction effect; 4),6),8):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re and post; 5),7),9): p-values as a result of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values at post and after 24hrs; 10):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re); 11):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post); 12): p-value as a result
of ANOVA test by groups(after 24hrs)

Figure 7. The Change of St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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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이 연구에서는 남자 편마비 환자 명을 각 군 명씩으로 세 군으로 무작위 할당36 12
한 후 균형측정기인 를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의 체중지지율Balance Master System
과 평형점수 안정지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
피부에 밀착되어 자극의 정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이프

는 일 정도 부착한다 이정훈 본 연구는 테이핑 적용 전 적용 후 시간1-2 ( , 2007). , , 24
후로 균형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재활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측정된 균형지표는 모두 정적 균형지표.
로서 동적 균형지표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균형능력은 정적.
균형 이외에 동적 균형능력을 요구하므로 전반적 균형능력의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이러한 측면들이 후속연구에.
의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기간 중 치료시간 외에 수면시간 음식물 섭취 일상생활 신체활, ,
동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험군은 무작위로 할당하였.
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조군에는 실험군.
과 동일하게 재활물리치료를 시행한 것 외에 테이핑 적용에 상응하는 플라시보를 적

용하지 못하였다 적용부위 외의 근육이나 관절에 테이핑을 적용하는 등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균형능력지표별로 살펴보면 체중지지도는 대조군에서 테이핑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시간 후에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근육테이핑군은 유의한 향상이, 24 .
있었고 시간 후에도 향상된 균형능력이 유지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고경필, 24 .

은 명의 만성편마비환자를 대상으로 대퇴사두근에 탄력테이프 적용 후 근력(2006) 39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기존 근육 중재에 의한 연구결과와 같이 탄력테이

핑을 적용한 환측 근력의 향상이 체중지지도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

다 또 류한진 등 은 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대퇴사두근에 탄력테이핑. , (2003) 3
적용 후 체중지지도의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역학적 중재방법인 관절테이핑의 경우에도 테이핑 적용 전에 비해 적용(dynamic)
후에 체중지지율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시간 후까지 이러한 효과가 유지되어 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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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중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탄력테이프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연부조직

과 함께 슬관절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강년주와 채원식 관( , 2010)
절의 안정화를 가져와 균형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테이핑군과 관절테이핑군 두 실험군 모두에서 적용 후에 비해 시간 후에 다24
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체중지지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환측 근력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테이핑 적용으로 인한 기계적 근

력지지의 강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추가적 체중지지도 향상에 요구되는 근

육자체의 강도의 향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추론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과 아울러 근력의 변화도 함께 평가하는 연

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평형점수는 근육 관절테이핑 모두 적용 전과 비교할 때 적용 후 적용 후와 비교할, ,
때 시간 후의 값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송명환 등 장지훈 은 뇌24 . (2008), (2007)
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중재 방법을 이용하여 탄력테이핑의 적

용이 균형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그 효과의 기전으로 인체의 근육과

조화를 잘 이루고 탄력성을 지닌 탄력테이프의 자극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작용하

고 이로 인해 근육이 조정되어 균형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는데 류한진 등( ,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효과 역시 이러한 기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2003),

다 또 관절테이핑적용군에서 보다 뚜렷한 증가가 관찰된 것은 이 효과 이외에도 나. ,
선상으로 관절에 적용한 탄력테이프의 자극이 사선상의 운동을 하고 있는 관절을 둘

러싼 근육에 있는 고유수용기를 자극하고 이에 고유수용성 감각기에 자극을 더해 균

형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대인.
과 이정훈 은 족부에 이병훈 은 경부에 탄력테이핑을 적용한 후 전후 흔(2005) , (2008) ·
들림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안정지수는 테이핑 적용 전과 비교할 때 적용 후에 대조군에서는 변화는 없었고,
근육테이핑군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민 최진영. (2007), (2006)
은 운동선수의 발목에 테이핑을 적용하여 안정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고 보고해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시간 후에 근육테이핑군에서는 향상이 없었으나 반면 관절테이핑군에서는 적용24 ,

전에 비해 적용 후 시간 후에도 유의한 향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근육테이, 24 .
핑군에 비해 관절테이핑군에서 보인 탄력테이핑 효과의 지속성을 보인 것은 피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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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인 휴지모터 운동반사에 의한 끊임없는 근 수축

이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정대인과 이정훈 관절과 주변 근육에 이러한 지( , 2005)
속적인 자극이 근육이 수축하는 정보를 피드백 시켜주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균형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근육테이핑군보다 관절.
테이핑군에서 안정지수의 지속적 상승을 보인 점을 보아 관절테이핑이 근육테이핑에

비해 지속적인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관,
절테이핑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탄력테이핑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근육중재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처럼 관절에 적용해,
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결과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향상에 관절. ,
에 적용한 중재방법도 근육에 적용한 탄력테이핑과 유사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관절 탄력테이핑이 근육 탄력테이핑에 비해 효과면

에서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육에 적용한 탄력테이핑 방법은 최대한 근육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적용하므로

슬관절의 굴곡상태에서는 테이핑의 조임현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관

절에 적용한 탄력테이핑에 비해 피부접촉면이 넓어 피부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식 등 반면 근육중재의 방법보다 슬관절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주는( , 1999). ,
관절에 적용한 방법이 육안 상으로도 이러한 조임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환자들이 느

끼는 피부에 대한 자극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
관적 느낌을 측정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절테이핑의 균형능,
력 향상효과는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왔던 근육테이핑과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바대로 적용의 용이성 부착감 등을 추가적으. ,
로 고려한다면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균형능력 향상의 방법으로 관절테이핑 방

법이 널리 권장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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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Ⅴ
이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뇌졸중으로2010 8 9 8 14 A
인한 남자 편마비 환자 명을 대상으로 대조군 재활물리치료적용 근육테이36 ( , n=12),
핑군 재활물리치료적용 근육테이핑 관절테이핑군 재활물리치료적용 관절( + , n=12), ( +
테이핑 으로 분류하고 근육테이핑과 관절테이핑의 적용이 균형능력 향상에 미, n=12)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체중지지도 평형점수 안정지수를 테이핑 적. , ,
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간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 군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분, , 24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중지지도에서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모두 적용 전 적용 후에 유의한1. -
증가가 있었으나 적용 후 시간 후에서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모두, -24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대조군은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후 시간. - , -24
후에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평형점수에서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두 군 모두 적용 전 적용 후 적용2. - ,
후 시간 후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대조군은 적용 전 적용 후 적용-24 . - ,
후 시간 후에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24 .
안정지수에서 근육테이핑군 및 관절테이핑군 두 군 모두 적용 전 적용 후에 유3. -
의한 증가가 있었고 적용 후 시간 후에서는 관절테이핑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24
있었으나 근육테이핑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대조군은 적용, .
전 적용 후 적용 후 시간 후에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 -24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탄력테이핑이 균형능력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절테이핑의 균형능력,
향상효과는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왔던 근육테이핑과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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